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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the average life expectancy in Korea continues to rise, the number of elderly patients 
with pancreatobiliary disease is also expected to increase. Thus, it has been important to 
perform safe and quality-controlled endoscopic retrograde cholangiopancreatography 
in nowadays. However, there has been no standard educational programs of endoscopic 
retrograde cholangiopancreatography and quality control system, so Korean 
Pancreatobiliary Association has a plan to make credentialing organizations especially 
for pancreatobiliary certification. In this article, we would like to discuss the suitable 
framework and practical problems about the process and renewal of pancreatobiliary 
certific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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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고령화와 함께 췌장, 담도계 질환의 

유병률과  담석에  의한  담관염  등이  증가함에  따라 

내시경역행담췌관조영술 ( e n d o s c o p i c  r e t r o g r a d e 

cholangiopancreatography, ERCP)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고령 

환자의 경우 전신상태 불량, 기저질환의 악화 등으로 인하여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 역량을 갖춘 

시술의사의 신속하고 적절한 대처가 매우 중요하다.1,2 이러한 

임상 현실을 반영하듯 최근에는 상급 종합병원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2차 병원급에서도 췌장담도 질환을 전문으로 진료할 수 

있는  의사들의  수요가  늘고  있고 ,  특히  ERCP가  가능한 

소화기내과 의사를 구인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 

ERCP에 대한 수요와 시술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 

충분히 수련을 받은 의사가 내시경 시술을 하고 있는지, 질 

관리는 적절한지 등에 대한 평가는 부족한 실정이다. ERCP는 

상, 하부 내시경 시술보다 상대적으로 어렵고 시술 관련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 고난이도 내시경 시술이기 때문에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 적절한 시술 적응증 하에 일정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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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양질의 시술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3,4 이러한 배경 하에 

대한췌장담도학회에서는 ERCP를 받는 환자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양질의 시술을 위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적정 수준 이상의 ERCP가 계속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췌장담도  내시경  인증의  제도에  대하여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본고에서는 췌장담도 내시경 인증의 제도에 

필요한 절차와 향후 관리 및 갱신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본  론

췌장담도 질환의 내시경 시술은 일반 내시경보다 어렵고 

보다 긴 수련과정이 요구된다. 특히 환자의 안전을 위하여 

역량을 갖춘 전문의사 양성이 필요함을 고려할 때 내시경 

전문의와 구별되는 췌장담도 내시경 인증의는 필요한 제도라고 

여겨진다. 하지만 췌장담도 내시경 인증의 제도가 국내에 

도입되기에는 여러 어려움이 있다. 세부 전문의나 인증의 

제도가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있고 의사면허가 있으면 시술에 

제한이 없으며 긴 수련과정 후 인정의 자격을 받는다 하더라도 

내시경 세부전문의 등과 차별화된 전문 진료에 대한 수가 반영 

등이 어렵기 때문에 인증의 제도에 대하여 부정적인 의견이 

있다. 하지만 췌장, 담도계 질환의 시술 전문성과 환자 안전의 

명분을 생각하였을 때 췌장담도 내시경 인증의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국내 실정에 맞는 췌장담도 

내시경 인증의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인프라와 시스템이 잘 

갖춰진 타 학회 사례를 참고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에서는 1995년부터 내시경 세부전문의 

제도를 도입하여 교육 프로그램부터 시험, 자격부여, 갱신 등 

전반에 걸쳐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 췌장담도 내시경 인증의 

제도 절차와 관리 등 준비에 필요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한다.5,6  

1. 인증의를 위한 수련 교육 및 자격 인정에 대한 업무 

관장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에서는 소화기내시경 세부전문의 

수련을 위하여 10여 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교육수련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 위원회에서는 세부전문의 수련을 위한 

교육수련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지도전문의 감독 하에 내시경 

수련을 받은 의사들이 수련 후 독자적인 내시경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자격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매년 

내시경 세부전문의 자격 인정을 위한 시험문제 출제와 관리 

감독, 자격인증 평가와 세부전문의 갱신 업무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대한췌장담도학회에서도 산하 교육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2017년 전임의를 위한 ERCP 교육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  하지만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와  달리 

자격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고 구체적인 수련 자격이나 

평가, 인증의 심의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비록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에서 상, 하부 내시경 교육 수련 지침과 

함께 췌장담도 분야의 수련 기준이 제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주로 상, 하부 내시경 수련에 중점을 두고 있어 췌장담도 내시경 

인증의를 위한 수련 규정이라기보다는 소화기 내시경 세부 

전문의로서  기본적으로  배우고  익히는  지침  수준이다 . 

췌장담도 질환의 진단과 치료에 필요한 내시경 시술은 상, 하부 

내시경 시술에 비하여 보다 술기 습득 과정이 길며 고난이도의 

시술이므로 보통 소화기 전임의 1년 수련 후 자격을 취득하게 

되는 내시경 세부전문의와 별도로 췌장담도 전문 시술이 

가능한 세부 전문의에 대한 인증의 자격 심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향후 췌장담도 내시경 인증의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수련기간과 시술건수 등 구체적인 수련 및 자격 기준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며  인증의  자격부여를  위한  학회  산하 

자격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인증의 양성을 위한 수련병원 지정 및 지도전문의 규정

내시경 세부전문의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수련병원에서 1년 이상의 규정된 기간 동안 내시경 

수련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2인 이상의 

내시경 세부 전문의와 함께 내시경 수련에 필요한 제반 시설을 

갖추어야 수련 병원으로 지정될 수 있다. 

 하지만 췌장담도 내시경 인증의 양성을 위한 수련병원 

지정에는 생각보다 많은 현실적 문제가 있다. 우선 내시경 

세부전문의와 마찬가지로 최소 수련 기간을 1년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미국소화기내시경학회 

(American Society for Gastrointestinal Endoscopy)에서는 숙련된 

ERCP를 시행하기 위해서 200건의 ERCP를 경험할 것을 

권고하였다.7 하지만 국내에서 연간 200건 이상의 ERCP를 

시행하는 병원이 전체 병원 중 5%에 지나지 않는 현실을 

고려하였을  때  전임의가  1년만에  충분한  ERCP 증례를 

경험하는 것은 일부 대형병원에서만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수련병원 지정에 따른 병원 간의 이해관계와 회원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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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수련기간과 함께 수련기간 중 실제 

시술건수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인증의  수련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적절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ERCP는 내시경 장비 외 투시장비가 필요하며 

방사선 차폐 시설까지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췌장담도 내시경 

인증의 수련이 가능한 병원인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병원마다 ERCP 시술방의 규모와 시설이 다르고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수련병원 지정에 필요한 시설 규정이 아직 정해져 

있지 않아 향후 이 점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장비와 시설에 대한 평가 외에 중요한 사항은 수련과정의 

의사를 교육할 수 있는 지도전문의에 대한 자격규정일 것이다. 

현재 췌장담도 내시경 인증의가 없는 상황에서 시설 장비 등에 

대한  병원  평가는  물론  인증의  대상  교육수련이  가능한 

지도전문의에 대한 자격부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3. 인증의 자격의 갱신

내시경 세부 전문의를 취득하게 되면 5년 뒤에는 갱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갱신을 위하여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본회 

혹은 지회가 주관하는 학술대회와 연수강좌를 참여하여 규정한 

평점을 이수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아직 췌장담도 내시경 인증의 제도의 도입조차 모호한 

시점에서 자격갱신 세부내용까지 고려하기에는 시기상조이지만 

췌장담도 내시경 인증의 제도가 시행된다면 내시경 세부전문의 

유사한 수준의 자격갱신 심사가 필요할 것이다. 몇 년 주기로, 

어떤 규정대로 자격갱신을 할지 등에 대해서는 실제 인증의 

제도가 시행된 후 논의해도 늦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결  론

지금까지 인증의 제도를 실행할 경우 학회의 업무, 수련병원 

지정  및  지도전문의규정  등  제도  정착에  필요한  절차와 

준비사항과 인증의 갱신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24년 동안 

시행해온 내시경 세부 전문의 제도를 표본으로 하였을 때 

췌장담도 내시경 인증의 시행을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점들이 산재해 있음을 알 수 있다. ERCP는 

심각한 합병증이 초래될 수 있는 고난이도의 내시경 시술이지만 

최근  췌장 ,  담도  질환의  증가와  내시경  시술의료인력의 

저변확대를 통하여 시술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양적 

성장도 중요하지만 환자의 안전과 시술의 질관리 향상을 

위하여  췌장담도  내시경  인증의  제도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국내 현실에 맞는 췌장담도 내시경 인증의 제도 

도입을 위하여 학회와 회원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요  약

내시경역행담췌관조영술(ERCP)은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 고난이도의 내시경 시술로 알려져 있다. 특히 

최근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고령 환자에게 ERCP를 

시행해야 되는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 안전하고 질적으로 잘 

관리된 ERCP를 요구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이 되었다. 최근 

대한췌장담도학회에서  췌장담도  내시경  인증의  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지만 제도의 시작을 위하여 인증의 교육 및 

발급, 갱신을 관장하는 위원회의 설립, 수련병원의 지정 기준, 

인증의 갱신의 기준 및 시행 방법 마련, 관련학회의 동의, 

풀어야 할 규제 등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여 췌장담도 내시경 인증의 

제도의 성공적인 시작과 연착륙을 위하여 학회와 회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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